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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t is treated more seriously than ever as the customer requirements are becoming a high-quality 
and diversification. Among the various elements to affect customer's evaluation of automobile 
quality, BSR(buzz, squeak, rattle noise) are considered to be a mostly contributing factor. Rattle 
Noises in cockpit modules are one of the major concerns mentioned above. Recently, measurements 
of the BSR noise between the parts that make up the products from the perspective that the 
structural causes. For structures that make up material has not been any consideration of the BSR 
noise characteristic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characteristics of noise occurrence in 
vehicle cockpit module that consist of plastic material after measuring noise by rattle special testing 
instrument. 

 

1. 서
§
 론 

BSR 은 감성품질의 대표적 특성치로서, 시스템의 

조립 이음새, 체결부 또는 마찰부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이음(異音) 또는 잡음이라고 하며 설계 단계

에서 의도하지 않은 간헐적으로 귀에 거슬리는 소

리로 구조적인 진동에 의해 발생하는 구조 전달 음

이다. BSR 에 대한  분류로  B 는 버즈(Buzz)라 명

하며 부품의 판넬 등이 자체적으로 떨리면서 발생

되는 소음이고, S 의 스퀵(Squeak)은  부품간의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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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에 의해 발생하는 마찰소음이다. 스퀵은 소재의 

구성, 하중의 변화, 마찰계수, 열 특성, 마모특성, 미

끄러짐 속도, 습도 등의 복잡한 요인들에 의해 결정

되며 음의 특성 또한 달라진다. R 은 래틀(Rattle)로 

부품간의 부딪힘에 의해 발생되는 타격음, 충격음이

다. BSR 의 특징으로, 발생 지속시간이 짧은 단발성 

소음으로서 차량 부품인 칵핏 모듈(cockpit 

module)과 시트(seat), 웨더스트립, 차체 판넬 도장

부에서 주로 발생이 되며 그 중에서도 칵핏 모듈과 

시트에서 BSR 소음이 50%이상 발생이 된다. 최근

에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BSR 소음의 측정 및 

연구는 제품을 이루고 있는 부품간의 구조적인 발

생 측면을 주로 다루고 있으며, 구조물을 구성하고 

있는 소재에 대한 시편단위에서의 이음 발생특성에 

관한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차량의 

이음 발생 특징으로 초기 차량 구매 시 발생되지 

않았던 이음이 차량의 노후화로 발생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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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칵핏 모듈의 주요 소재인 플라스틱

(PPF 계열) 시편에 대한 노후 조건을 부여하기 위

하여 온도 및 습도 변화의 사이클을 구성하고 시험 

시편에 대해 열화 조건을 부여하여 진행하였다. 시

편 열화 후 래틀 전용 시험기를 사용하여 발생되는 

이음을 여러 가지 시험 조건으로 측정하였고, 이에 

따른 소음 발생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2. 시편 시험을 위한 소재 선정 

2.1 시트 프레임의 BSR 발생부위 검출 

칵핏 모듈에서 래틀 소음의 주요 발생 부위를 

검출하기 위해 BSR 전용 가진기와 소음 가시화 

장비인 사운드 카메라(sound camera)를 사용하여 

시험을 진행하였다. 칵핏 부품 BSR 소음 가시화 

시험의 측정은 칵핏 부품 전체의 소음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설치하였다. 측정은 전면을 측정하였으며, 

각각 측정면에서 700mm 거리에 마이크로폰 

어레이를 설치하였다. 칵핏 모듈의 전면 부위에 

대한 결과로 Fig. 1의 그림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글러브 박스(glove box) 좌측 버튼 부위와 

계기판에서 주로 발생하였다. 칵핏 모듈의 주요 

구성 소재인 플라스틱 소재에서 주로 발생하며 그 

중에서 PPF 계열의 소재를 선정하여 시편 

단위에서의 시험을 진행하였다.  

 

 
Fig. 1 Visualization results 

 

2.2 래틀 소음 발생 전용 시험장비 구성 

아래의 Fig. 2과 같이 무향 조건의 래틀 소음 발

생용 전용 시험 챔버를 사용하여 시험을 진행하였

고, 시편은 장비의 지그 규격에 맞게 제작을 하였다. 

래틀 시험 구동이 용이한 구조로 챔버 내부에 제작

이 되어 있으며 시편이 고정 되도록 지그가 구성되

어있다. 래틀 시험은 구동 시편을 가진기 끝에 연결

하고 척 시편은 지그에 물려서 고정이 되게 한다. 

래틀 시험 시 타격되는 부위에서 100mm 떨어진 

거리에서 근접소음을 측정하고, 시편의 진동은 구동 

시편의 후면에 가속도 센서를 이용하여 이음 발생 

시의 진동을 측정한다. 

 

 
Fig. 2 Rattle noise test instrument 

 

3. 래틀 소음 발생 시험 

3.1 시험 측정 조건 

래틀 소음 발생에 대한 시험기 가진 조건은 

정현파 신호(sine fixed signal)로 가진을 하였고 

시험 조건으로는 초기 변위를 고정하고, 가진 

주파수를 변화 시키며 시험을 하였다. 시편의 

조건은 PPF 계열의 두께 1.6mm인 소재로 지그 

고정시편은 50mm x 50mm, 척 고정 시편은 10mm 

x 10mm로 제작을 하였다. 가진 주파수는 15, 20, 

25Hz로 3개의 주파수를 각각 가진 주파수로 

선정하였다. 그 밖에 근접소음과 시편진동의 측정 

조건 등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Table 1 Rattle noise test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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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래틀 소음 발생 시의 근접소음 측정 결과 

열화 전 상태의 시편과 열화 후의 시편 각 5개에 

대해 Rattle 소음 발생 시험을 진행하며 근접소음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시험 시편은 

PPF 계열의 PPF-A type과 PPF-D type 두가지 

종류를 시험하였다. 

Fig. 3의 결과는 PPF-A Type의 동일 소재 5가

지 시편에 대한 열화 전·후 래틀 시험에서 측정된 

근접소음 결과 그래프이다. 열화 전 시편의 래틀 근

접소음과 비교하여 열화 후 시편의 래틀 근접소음 

데이터에서 1.6kHz에서 2.0kHz로 고유주파수의 이

동이 확인 되었으며 소음 레벨은 4kHz이상의 구간

에서 소음 레벨이 최대 20dB(A) 증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소재의 내구열화로 인해 물성의 변화

가 발생하여 강성 증가에 의한 주파수 이동과 고주

파음의 레벨이 증가된 것으로 판단된다. 

Fig. 4의 결과는 PPF-D Type의 동일 소재 5가

지 시편에 대한 열화 전·후 래틀 시험에서 측정된 

근접소음 결과 그래프이다. 열화 전 시편의 래틀 근

접소음과 비교하여 열화 후 시편의 래틀 근접소음 

데이터에서 PPF-A Type과 마찬가지로 1.6kHz에

서 2.0kHz로 고유주파수의 이동이 확인 되었으며 

소음 레벨은 6.5kHz이상의 구간에서 소음 레벨이 

최대 16dB(A) 증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PPF-D 

Type 역시 소재의 내구열화로 인해 물성의 변화가 

발생하여 강성 증가에 의한 주파수 이동과 고주파

음의 레벨이 증가된 것으로 판단된다. 

 

 
Fig. 3 Rattle noise test results of PPF-A 

 

 
Fig. 4 Rattle noise test results of PPF-D 

 
3.3 래틀 소음 발생 시의 시편진동 측정 결과 

열화 전 상태의 시편과 열화 후의 시편 각 5개에 

대해 Rattle 소음 발생 시험을 진행하며 구동 시편

의 진동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시

험 시편은 PPF 계열의 PPF-A type과 PPF-D 

type 두가지 종류를 시험하였다.  

Fig. 3의 결과는 PPF-A Type의 동일 소재 5가

지 시편에 대한 열화 전·후 래틀 시험에서 측정된 

구동 시편의 진동 측정 결과 그래프이다. 열화 전 

시편의 진동과 비교하여 열화 후 시편의 진동 데이

터에서 평균 2.8kHz 이상의 주파수 구간에서 진동 

레벨이 상승됨을 알 수 있다.  

Fig. 4의 결과는 PPF-D Type의 동일 소재 5가

지 시편에 대한 열화 전·후 래틀 시험에서 측정된 

구동 시편의 진동 측정 결과 그래프이다. 열화 전 

시편의 진동과 비교하여 열화 후 시편의 진동 데이

터에서 PPF-A Type과 마찬가지로 열화 후의 시편

에서 진동 레벨이 상승됨을 알 수 있다. 그 구간은 

4kHz 이상의 주파수 구간에서 진동 레벨이 상승된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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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pecimen vibration test results of 

PPF-A 

 

 
Fig. 6 Specimen vibration test results of 

PPF-D 

 

3. 결  론 

1. 근접소음의 레벨 상승 및 주파수 이동으로 

시편의 물성 변화가 발생하여 강성 증가에 

의한 주파수 이동과 고주파음의 레벨이 

증가된 것으로 판단된다. 

2. 구동 시편 진동 측정 결과에서 PPF-A type 

시편은 2.8kHz 이상의 주파수에서 

진동레벨이 전체적으로 상승하였으며, D 

type의 경우 A type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며 4kHz 이상의 주파수에서 진동레벨이 

전체적으로 상승하였다 

3. 근접소음과 시편 진동의 시험 결과에서 발생 

주파수는 일치하지 않으나, 열화된 시편이 

고주파수에서 레벨상승의 영향이 나타났다. 

이는, 시편의 열화로 인한 물성 변화가 

발생하는 것이며, 차량의 노후화가 

진행될수록 이음(Rattle)에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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